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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과아벨의신화에관한츠카모토 신야식 버전?

또는츠카모토신야가경외를바치는크로넨버그의

<데드 링거>에 관한 동양적 답변? 그러나 <쌍생아>

는예상과달리메인스트림으로진출한츠카모토

신야의 놀라운 속도감과 상상력의 단순한 위법

이서로를난반사하면서긴장과해이를오가는

화이다. 메이지시 의막바지인1910년동경. 명

의로 소문난 유키오의 병원은 환자들로 문전성시

를 이룬다. 그는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 미스터리

한 과거를 지닌 아름다운 새 아내 린과 행복한 가

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

례로 기묘한 죽음을 맞이한다. 어느 날 유키오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전염병에 걸린 빈민가

모녀가병원유리문을두드리고그한편에서는유

키오의상사가고통을호소하는것이다. 갈등하던

유키오는상사를택하고그날로아내는집을나간

다. 한밤중에 정원을 거닐던 유키오는 한 남자에

게 잡혀 깊은 우물에 처박힌다. 놀랍게도 밑에서

올려다보는 유키오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남자

는 얼굴이 똑같다. 그는 유키오와 쌍둥이로 태어

났지만다리에이상한문신이있다는이유로버려

졌던 수테키치이다. 수테키치는 거지떼의 소굴에

서 자랐으며 사랑하던 애인을 잃었다. 그 애인은

바로 유키오의 아내가 된 린이다. 이제부터 한 여

자를 소유하는 두 형제의 성적 욕망, 앞뒤가 바뀐

거울의 이야기로 방향을 바꾼다. 우물 속의 유키

오는자신의아내와정사를나누는수테키치의모

습, 용의 문신으로 꿈틀거리는 두 남녀의 다리가

얽히는 환상으로 괴로워한다(츠카모토 신야가 직

접촬 한이장면은그로테스크한관능으로넘친

다. 일본의춘화에서볼수있는과격한이미지!)

일본 추리문학계의 거장 에도가와 람포(에드가

알렌 포우의 일본식 예명)의『쌍생아』는오랫동

안 츠카모토를 사로잡았던 단편소설이다. 여기

에는 츠카모토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한 여자

를공유하는두남자, 선과악의혼재, 쫓고쫓기

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돌연변이가 주는 생

리적 공포는 그의 전공과목에 다름 아니다. 츠

카모토는 화의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페이스

를 잘 유지한다. 우아한 시 극의 프레임 속에

서 마룻바닥을 걸레질하던 하녀가 갑자기 돌진

해오다카메라속으로빠져버릴때의놀라움. 눈썹을 어버린기괴한인물들과서서히다

가오는이상한징후들의중첩. 지나치게과장되어서간담이서늘한사운드효과. 멈추어진

카메라가움직이기시작하면무슨일이벌어질것같은긴장감. 그것들은공포인자가밝혀

질 때까지는 굉장한 흥분을 자아낸다. 그러나 정작 수테키치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는 유치해지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어머니를 죽이러 온 수테키치는 괴성을 지르며 데굴데

굴 물구나무 서기로 굴러가는데 무섭기보다는 너무 우스워 배꼽을 잡게 만든다. 수테키치

와린이살아가는빈민가풍경은심지어해프닝의연속이다(그중최고압권은단한장면

에만 등장하는 아사노 타다노부의 멍청한 검객의 에피소드이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만화

와 사이버 펑크의 잡종교배라는 점에서 츠카모토적이다. 문제는 그가 너무 진지하게 쌍생

아의 정체성 교란에 매달리는 후반부이다. 화는 갑자기 속도와 이미지의 힘까지 잃어버

린다. 결국<쌍생아>는시 극의탐미적인스타일과자신의B

급 화적감수성을모두살리고싶은츠카모토신야의분열증

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분열증이란 이 화의 주제이기도 하

며, 갑자기메인스트림으로토 를이동한츠카모토신야의현

기증이기도하다. 그런점에서근사한예술 화의그릇에이단

적인상상력을담아보려던이시도의불협화음은그자체로매

혹적이다. 

PS:유키오와 수테키치를 동시에 연기하는 모토키 마사히로

는아이돌팝스타출신으로수오마사유키의<시코밟고말았

다>와<쉘위댄스>, 이시이다카시의<중국의조인>, 그리고<

고닌>에서의게이역으로유명하고, 린을연기하는모델출신

료 역시 정상의 아이돌 스타이다. 여기서 눈썹까지 어버린

그들의모습은변신이란말이정말잘어울린다. ▶이연호

98년 흑백 화 <총알 발레>로 베니스를 찾았던 츠카모토 신야가 1년 만에

<쌍생아>로 돌아왔다. 에도가와 람포의 추리소설을 원작으로 한 <쌍생아>

는 저주받은 운명에 사로잡힌 쌍둥이 형제가 한 여자를 공유하면서 벌어지는 참혹한

공포극이다. 그와 동시에 이 화는 조각난 거울을 마주한 쌍생아의 세계를 문명과 야

만으로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메이지 시 의 미감을 살린 시 극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거친 사이버 펑크로 이끌어간다. 저예산의 가내 수공업을 떠나서 메인 스트림의 화려한 스펙

터클로 진입한 츠카모토 신야는 여전히 감독∙각본∙촬 ∙편집의 1인 4역으로 놀라운 이미

지와속도, 그러나평이해진이야기사이의불협화음을이단적인상상력으로돌파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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